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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: 상생협력담당관

정책: 상생과 화합으로 으뜸 청주 구현

단위: 합의사항 성실이행으로 신뢰행정 제고 (단위:천원)

부서ㆍ정책ㆍ단위(회계)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

2015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상생협력담당관

상생협력담당관 2,624,800 2,694,525 △69,725

국 57,258 57,258 0

도 124,500 124,500 0

시 2,443,042 2,512,767 △69,725

상생과 화합으로 으뜸 청주 구현 2,584,245 2,653,970 △69,725

국 57,258 57,258 0

도 124,500 124,500 0

시 2,402,487 2,472,212 △69,725

합의사항 성실이행으로 신뢰행정 제고 62,018 81,400 △19,382

상생발전방안 성실이행 46,800 57,200 △10,400

201 일반운영비 38,600 49,000 △10,400

01 사무관리비 38,600 49,000 △10,400

◎상생발전방안 홍보 영상물 제작

19,600 30,000 △10,40019,600,000원

상생발전위원회 운영 15,218 24,200 △8,982

201 일반운영비 14,997 21,800 △6,803

03 행사운영비 13,197 20,000 △6,803

◎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

13,197 20,000 △6,80313,197,000원

301 일반보상금 221 2,400 △2,179

09 행사실비보상금 221 2,400 △2,179

◎상생발전위원회 운영 221 2,400 △2,179221,000원

균형발전 전략수립으로 권역별 경쟁력 강화 84,074 102,274 △18,200

균형발전 정책 연구개발 84,074 102,274 △18,200

207 연구개발비 81,800 100,000 △18,200

01 연구용역비 81,800 100,000 △18,200

◎균형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81,800 100,000 △18,20081,800,000원

민관협력 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화합 실현 2,438,153 2,470,296 △32,143

국 57,258 57,258 0

도 124,500 124,500 0

시 2,256,395 2,288,538 △32,143

녹색청주협의회 운영 379,357 388,963 △9,606

201 일반운영비 3,394 5,000 △1,606

02 공공운영비 3,394 5,000 △1,606

◎이클레이(ICLEI) 회비 3,394 5,000 △1,6063,394,000원

307 민간이전 375,963 383,963 △8,000

02 민간경상사업보조 237,000 245,000 △8,000

◎현안대응 및 정책대안 사업 111,500 119,500 △8,000111,500,000원

통합시 출범 기념사업 87,463 110,000 △22,537

201 일반운영비 87,463 110,000 △22,5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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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: 상생협력담당관

정책: 상생과 화합으로 으뜸 청주 구현

단위: 민관협력 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화합 실현 (단위:천원)

부서ㆍ정책ㆍ단위(회계)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

03 행사운영비 77,463 100,000 △22,537

◎통합 청주시 출범 1주년 기념행사 77,463 100,000 △22,537

○통합 청주시 출범 1주년 기념식

43,882 50,000 △6,118

○통합 청주시 출범 1주년 축하 홍보

27,090 40,000 △12,910

○통합 청주시 출범 유공자 상패제작

6,491 10,000 △3,509

43,882,000원

27,090,000원

6,491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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